
한글에 대한 설문조사 

문1. 한글은 다른 언어들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하다.

② 약간 우수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열등한 편이다.

⑤ 매우 열등하다.

문2. 한글의 우수성 중 가장 큰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배우기 쉽고 효율적인 문자체계

②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뛰어난 소리표현 능력

③ 어감, 정감, 음감 등 풍부한 표현력

④ 발음기관 모양과 문자가 일치하는 음성학적 우수성

⑤ 기타 (                            )

문3.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에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  

     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국경일만으로도 충분하다.

②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4. 다음은 한글 오염이나 훼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입니다. 이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① 문법/어법 파괴, 비문 사용   

② 비속어, 은어 사용 

③ 외국어나 외래어 남용

④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신조어, 유행어

⑤ 기타  (                            )

문5. 다음의 각 분야별로 한글 오염이나 훼손은 얼마나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방송 언어

인터넷 언어

상표, 상호



문6. 다음의 지상파 TV채널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품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KBS 1TV

KBS 2TV

MBC

SBS

문7. 인터넷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재미를 위해 한글을 변형시키거나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명 ‘인터넷 언어’로 불리우는 한글 변형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 1. 소리나는대로 적기 (알았니 → 아란니)

사례 2. 조사 생략하기 (내가 사는 → 내사는)

사례 3. 음절을 줄이거나 생략하기 ( 시험 → 셤, 선생님 → 샘)

사례 4. 의도적으로 바꿔 적기 (알지 → 알쥐)

사례 5. 은어쓰기 (담임선생님 → 담탱)

사례 6. 신조어 쓰기 (킹왕짱 등)

사례 7. 숫자나 특수 부호 이용 (웃음소리 → ㅋㅋㅋ)

 

     ① 한글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인터넷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③ 인터넷에서만 쓰는 용어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8. 인터넷 이용(블로그, 게시판, 메신저 등)을 할 때 앞서 제시된 사례와 같은 인터넷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② 대체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③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문9. 일상생활에서 표준어와 인터넷 언어를 섞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전혀 없다

문10.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에서 한자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한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어느 정도의 한자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③ 예전부터 한자를 섞어 사용해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문11. 관공서의 공문서, 민원서류 등에서의 한자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한글로만 쓰는 것이 좋다.

② 한글과 한자를 적당히 섞어 쓰는 것이 좋다

③ 한자를 많이 쓰는 것이 좋다.

④ 잘 모르겠다

문12.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한글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 한글로 쓰는 것이 좋다.

② 전문용어이므로 영어 사용은 불가피하다.

③ 의학계에 맡겨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13. 앞으로 (미혼자의 경우 결혼 후)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이름을 순 한글로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모르겠다

문14. 한글과 더불어 영어를 공용어(한 나라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 문14-1로)

② 반대한다 (☞ 문14-2로)

③ 잘 모르겠다 (☞ 문15로)

문14-1.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영어가 세계 공용어화되어 있으므로 (☞ 문15로)

②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 문15로)

③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 문15로) 

④ 한글의 어휘나 표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서 (☞ 문15로)

⑤ 기타  (                            ) (☞ 문15로)

문14-2.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민족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어서

② 한글이 위축되거나 말살될 위험성이 있어서

③ 영어로 인한 세대, 계층간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어서

④ 한글과 영어를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성 때문에

⑤ 기타  (                            )



문15. 국가정체성이나 민족문화에 있어 한글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어느 정도 중요한 편이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문16. 한글 사용시 자주 혼동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① 맞춤법

② 띄어쓰기

③ 적절한 어휘 사용

④ 어법 및 문법

⑤ 높임말

⑥ 특별히 없다

⑦ 기타 (                            )

문17. 가장 아름다운 순 우리말 단어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단어로 응답해      

      주십시오.

   


